
에 스 겔 
   

겔 1장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각각 무슨 형상이었습니까?  

 

겔 2장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해야 했습니까?   

 

겔 3장  만일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의 악을 깨우쳐주지 아니하여 그들이 
     멸망 받으면, 하나님은 백성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겔 4장  에스겔 선지자는 떡을 구워 먹을 때 무엇에 불을 피워 구웠습니까?  

 

겔 5장  하나님은 분이 다 풀려서 시원하도록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때 재앙
   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비로서 알게 됩니까?  

 

겔 6장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죽습니까?  

  1). 먼데 있는자 =         2). 가까이 있는자 =        3).에워싸인자 =    

겔 7장  환난에 환난이 더하여질 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어떻습니까?  

 

겔 8장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큰 가증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 안 뜰에서 벌
   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겔 9장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먹으로 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처럼 표시했습니까?  

 

겔10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겔11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마음으로 좇게 되
   면 어떻게 됩니까? 

 

겔12장  성읍이 황폐해지고 땅이 황무하게 되면 백성들이 누구를 알게 됩니까? 

 

겔13장  누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였습니까?  

 

겔14장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겔15장  포도나무를 불에 넣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겔16장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음녀로 비유하였는데,  이스라
   엘 백성은 지아비(남편)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는 무엇과 같습니까?  

 

겔17장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그 죄
   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겔18장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겔19장  무엇이 애가(슬픈 노래)라고 하였습니까?  

 

겔20장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겔21장  길이 나뉘는 지시표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을 표시 했습니까?  

 

겔22장  무엇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키는 것 같았습니까?  

 

겔23장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음녀 오홀라(사마리아)와  
    오홀리바(예루살렘)을 진멸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죄를 담당하게 한 것 
    입니까?  

 

겔24장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에 수건을 두루고 탄식한 것은 누가 행한 표징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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